윤리경영 교육자료 (19-4차)
□ 윤리경영 칼럼

○ 이런 인간의 심리를 살펴보면, 작은 약속이라도, 작은 규칙이라도 인지
하고 동의한다면 인간은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 컴플라이언스 문화가

< 내부고발제도와 암묵적 공범, 침묵 >
○ 방관자효과는 키티 제노비스 사건에서 유래되었다. 1964년 3월 13일
금요일 새벽 미국 뉴욕 퀸스 지역 주택가의 아파트 단지에서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강도의 칼에 찔려 살해되었다. 약 35분 동안 3번에
걸쳐 칼에 찔려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피해다녔지만,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그 사건자체보다 그 35분동안 38명의
목격자가 키티 제노비스가 처참히 죽어가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데에 있다. 목격자들은 신고는커녕 작은 소리조차 지르지 않았다. 목격자
들은 방관자들이고, 일종의 암묵적 공범자들이다.
○ 그들은 왜 침묵했을까? 아마 가해자의 보복이나 사건해결 과정에 휘말
리는 것에 피로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희생자가 그 침묵한 목격자가 될수도 있다. 그 때,
그를 도와줄 사람은 역시 없을 것이다. 이런 불합리
적인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은
단 하나. 침묵하지 않는 것이다.
○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서 많을 목격자가 있을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돕도록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너무나 쉽고 간단하다.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지 말고, 한 사람의 눈을 보고, 혹은 한 사람의 소매를 잡고선
“도와주세요. 신고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 한 TV 프로그램에서 인간의 심리에 대해 실험한 내용이다. 한가로운
공원에서 바로 옆에 앉아있던 피실험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절도범
이 가방을 갖고 달아난다. 그때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흘끗 본 듯, 혹은 보지못한 듯 유유히
사라지는 절도범을 무시한다. 이어진
두 번째 실험에서도 피실험자는 잠깐
자리를 비운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기
짐 좀 잠깐 봐주실래요?”라고 작은 부탁을
한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옆의 청년들은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직접 뛰어가 그 절도범을 잡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대단한 것에서 시작하지 않고, 매우 일상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윤리경영이 거창한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고, 작은
규범의 인지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 <내부고발제도>는 이런 인간심리에 기반한다. 내부고발제도는 구성원
모두를 잠재적 피의자로 취급하고, 구성원간의 불신을
조장한다는 불편한 시선들도 있다. 그러나, 내부고발제도는
존재의 이유 자체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자는데 방점이 있다.
○ 앞서 얘기한 키티 제노비스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하고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알리는데 있다.
○ 우리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동시에 누구나 피의자가 될 수 있다.
적극적 피의자인지, 수동적 피의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피해자가 계속
양산된다는 현실이 중요하다.

v 우리는 내부고발제도를 통해 사회적약자를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약자인 임직원 자신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의 안정감과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 – 교육컨설팅 그룹 울림>

